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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5 굴뚝
조립 지침서
블로잔 뜨거운 공기 스토브
카바

블로잔 스토브 (사양: Stone)

블로잔 스토브는 고유의 굴뚝이 필요합니다.
화재방지의 목적으로 굴뚝의 설계는 굴뚝은 표No.2에 있는 세부분으로된
값을 사용하여 EN13384에 따라서 설계됩니다
블로잔 스토브의 안전한 운전과 정격 열출력은 화재방지에 관한 굴뚝설계가
EN13384에 따라 계산되고 자격있는 지방 굴뚝청소업체에게 확인되었다는
것이 증명될 때 보장될 수 있습니다.

운전 지침서
승인된 연료

블러잔 뜨거운 공기 스토브 운전
댐퍼 줄이기
연소공기 조절
가열순서
다시 채우기

Table No. 2 EN 13384에 따른 굴뚝설계

재 받이
청소

블로잔 유형

단위

00

01

02

정격 열 산출

kW

6

11

14

폐기가스 RTO에 관한 질량유속

g/s

9.2

17.3

14.5

폐기가스 평균/최대온도

℃

토출압력

mbar

0.10

0.11

0.11

토출압력 0.8 × RTO

mbar

0.08

0.09

0.09

이산화탄소

%

6.5

6.7

9.1

효율성

%

70.3

70.4

70.6

유리제거
설치 지침서
일반적 요구사항

연소 공기공급
연결 파이프
가연성물질과 가구로부터의
화재보호 거리
굴뚝

1

262/325 304/354

335/3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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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 연결파이프

조립 지침서
최선의 스토브운전을 위한 최대한의 배기가스효율을 공급하기 위하여 스토브는
가능한한 가장 짧고 가장 똑바른 방식으로 굴뚝에 연결될 필요가 있습니다.
또 이 연결은 때때로 청소와 검사를 위하여 철거될 수 있어야 합니다.

3.4 가연성 물질과 가구로부터의 화재보호 거리
가연성 물질까지의 연결파이프처럼, 블로잔 뜨거운 공기스토브와 가구까지의
거리는 최소한 40cm가 유지되어야 합니다.
창문이 있는 블로잔 스토브의 경우에는 스토브 앞에서 가연성 물질과 가구까
지의 거리는 80cm가 되어야 합니다.
가연성 마루의 카버링은 방염재로 덮혀져야 합니다.
이 재료는 적어도 연소실문의 앞쪽 50cm 거리와 옆쪽 30cm 거리에 설치되어
야 합니다

운전 지침서

설치 지침서
스토브와 가구까지의 거리

내화성이 있는 지면의 거리

13

2

3. 설치 지침서

1. 조립 지침서

3.1 일반적 요구사항
블로잔 뜨거운 공기스토브와 결합된 굴뚝시스템의 설치는 타당한 공중의 빌딩
안전법에 적합하게 설치되어야 합니다.
특히 연소장소 안전법과 연방정부규칙에 맞게 해야 합니다.

3.2 연소공기공급
어떤 경우든, 설치되는 방은 최소한 KW당 4m3m의 정격 열방출을 할 수 있는
체적이어야 합니다.
스토브가 있는 방에 적어도 들어갈 수 있는 한 개의 문과 열릴 수 있는 창문이
한 개만 있으면 블로잔 뜨거운 공기스토브를 위한 공기공급은 충분할 겁니다.

화기를 사용하는 모든장소는 소방서와 보험회사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는 것을 명심하십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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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 청소

1.1 블로잔 뜨거운 공기 스토브

블로잔 스토브의 배출시스템은 연결부품들처럼 주기적으로 청소해야합니다
하지만, 가열 시즌 전에는 꼭 청소해야 합니다.
연소실의 문 가스켙이 손상되면 꼭 교체되어야 합니다

필요공구 : 십자드라이버

주의 : 연소실 문은 스토브 운전 중에 닫혀져 있어야 합니다

토션 스프링 (타입 00와 01만 사용)
토션 스프링의 사용은 연통에 연결할 때에만 필요합니다.
도어힌지의 구멍을 도어열기의 오른쪽에 있는 힌지 프랜지와
맞추어서 도어를 설치하세요.
도어는 스토브 플랜지의 맨위에 놓여져야 합니다.
도어핀은 스토브위에 있는 톱플랜지와 맞춘 도어힌지 플랜지를
통하여 끼워넣으세요.
그리고 그림 (B)와 같이 도어스프링과 아래쪽 도어힌지를 통하여 끼워넣으세요.
핀을 공급된 스냅링을 사용한 곳에 체결하세요.

2.9 유리제거
유리를 제거하기 위하여 가스켙과 유리를 체결하고 있는 나사를 제거하세요.
새 유리를 설치하세요. 새유리를 설치할 때 새 가스켙을 사용할 것을 추천합
니다. 유리와 가스켙을 다시 설치할 때 철거할 때 제거한 나사와 크립을 사용
하세요. 나사를 너무 조우지 마세요.

도어 핸들
주의 : 만약 나사가 너무 조여지면 유리는 스토브 운전중에 파손됩니다
유리는 구조물에서 떠야합니다

큰 핸들과 와셔를 금속 도어래치에 걸쳐놓고 체결하세요.

작은 댐퍼핸들을 댐퍼볼트 (C)위에서 반시계방향으로 돌려서 설치하세요.

재 박스
그림 (D)와 같이 히터도어 아래에서 볼트위에 있는 재 박스를 체결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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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카바

2.6 다시 채우기

필요공구 : 렌치2개 (죠길이 11mm) , 고무망치.
고급강으로 만들어진 카바를 위해서 소켓헤드 캪나사 (4mm)용 렌치와 죠길이
11mm렌치를 사용하세요.

문안에 있는 첫 번째 공기스로틀이 완전히 열려있는지를 확인하세요.
조심스럽게 문을 열고 장작을 넣고, 불이 밖으로 나오지 않게 주의하세요.
다시 채우고 앞문을 닫으세요.
그러면 첫 번째 공기스로틀은 조절됩니다.

위쪽파이프를 위하여 구멍이 있는 홀딩크램프를 사용하고, 아래쪽 파이프에는
홈이 있는 것을 사용하세요.
카바용 홀딩크램프는 아래위에 있는 바깥쪽 대류파이프에 고무망치로 탭을 내야
합니다 (E)

2.7 재 받이

카바를 아래쪽 크램프의 홈에 맞추세요 (F) , 그리고 위쪽 홀딩크램프에 있는
구멍위에서 감싸여진 구멍을 뚫으세요.
그리고 나사로 와셔, 너트와 함께 고정하세요.
렌치 두개로 조우세요 (죠길이 11mm) (G)

약 5cm에서 8cm의 재층이 항상 연소실 바닥에 쌓입니다.
재층은 스토브바닥을 보호하고 타는 것을 방지합니다.
남는 재는 한번씩 삽으로 치워야 합니다.

고급강으로 만들어진 카바를 위하여 소켓헤드 캪나사 (4mm)를 죠길이 11mm
렌치로 조우세요.

5

10

1.3 블로잔 스토브 (사양:Stone)
먼저 그리드를 당겨올리세요 (H)

2.5 가열 순서
스토브를 점화하기 전에 굴뚝연도 댐퍼와 문앞에 있는 첫 번째 공기스로틀이
완전히 열려 있는지를 확인하세요.
종이를 좀 구겨서 스토브안에 넣으세요.
그리고 작은조각의 나무를 종이위에 놓으세요.
나무에 불이 붙었을 때 chapter 2.1에서 설명한 것처럼 보통장작을 밀어넣으세요

블로잔 뜨거운공기 스토브는 고급 내열성 페인트로 코팅되어 있습니다
뜨거운 공기 스토브의 처음 가열기간동안 어떤 기체가 페인트가 타는 것처럼
냄새때문에 짜증을 내게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처음 가열기간에는 문과 창문을 즉시 여세요.
문에있는 유리가 골조에서 뜨는 것을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만약 그것이 움직이지 않는다면 스토브가 가열될 때 너무 타이트해서 파손될
수 있습니다

주의 : 운전중에 스토브위에 있는 카바와 연격파이프의 표면은 뜨겁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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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고, 돌을 위쪽 (I)로부터 옆쪽으로 넣으세요.
마지막으로 그리드를 닫으세요

주의 : 한부분에 오직 한 돌박스만 사용하세요. 한박스의 돌들을
섞지마세요.

주의 : 제조자에 의하여 승인된 스토브에 오직 오리지날 스페어파트와
엑세서리만 사용하세요. 그렇게 하지 않으면 제조자는 스토브의
기능에 대해서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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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운전 지침서

2.2 블로잔 뜨거운 공기스토브 운전

2.1 승인된 연료

블로잔 뜨거운 공기스토브는 카바와 연소실문이 닫혀진 상태에서만
운전되어져야 합니다.

더 큰 장작을 넣으면 발산비율을 증가시킵니다.
길이 약35cm, 직경 약15cm 그리고 수분 20% 이하의 건조된 울퉁불퉁한
자연나무이거나 아니면 오염되지않은 찌꺼기 나무를 사용하세요.
나무장작은 적어도 연료로 사용되기 2년전에 건조된 장소에 저장되어야 합니다.
최대 스토브효율과 과열방지를 위해서 아래표를 사용하세요. (Table no. 1)

2.3 댐퍼 줄이기
블로잔 뜨거운 공기스토브는 리듀싱댐퍼가 충분히 열려진 상태에서
운전되어져야 합니다. (position A)
댐퍼는 굴뚝드래프트가 너무 강한경우 (position Z)에만 닫혀져야 할
것입니다.
더 상세한 사항을 위해서는 표no.2를 보세요

프라스틱 처리된 나무나, 합판, 톱밥, 석탄, 코크스 또는
유사연료등은 사용하지 마세요

2.4 연소공기 조절

Table No. 1 최대허용 연료량
모델 타입

단위

00

01

02

정격 열 산출

KW

6

11

14

가연물의 최대량

kg/h

2

4

5

블로잔 뜨거운 공기스토브에는 연소공기를 조절하기 위하여 첫 번째
공기스로틀과 두 번째공기스로틀이 장착되어 있습니다.
연소실 문안에 있는 첫 번째 공기스로틀은 가열상승기간과 정격열출력
기간동안 열려져야 합니다.
발산의 증가를 위하여, 연소공기의 공급은 연소실 문안에 있는 첫 번째
공기스로틀을 닫음으로써 조절됩니다.
안전을 위하여 두 번째 공기스로틀은 잠궈질수 없습니다.

주의 : 최대허용 연료량을 넘기면 스토브는 손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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